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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study related to laboratory and pilot test were performed to use an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developed 

to induce a hardening reaction similar to that of Ordinary Portland Cement (OPC) by using industrial by-products of blast 

furnace slag and the combustion ash of a circulating fluidized bed boiler as the main material. For this, specimens were 

prepared using liquid A of sodium silicate and silica sol, and liquid B of an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or OPC), and 

laboratory tests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strength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pilot test was performed on 

the aging reservoir, field permeability test an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were performed in the field to analyze the 

applicability. As a result of the laboratory test, the homo-gel compressive strength of the chemical injection material using 

the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as liquid B was about 2.88 to 3.23 times greater than that of OPC. In addition, the elution 

amount of most heavy metals was lower than that of OPC, and the survival rate in the fish, acute toxicity test was 100%. 

Therefore, when judg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aboratory test, it was analyzed to be superior to OPC in terms of strength 

and environment. In the results of the pilot test in the aging reservoir, when the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was reinforced 

with liquid B of the chemical injection material, the coefficient of permeability in the aging reservoir decreased to 1/50 

level.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it was analyzed that the electrical resistivity inside the aging 

reservoir increased as time passed, the saturation zone disappeared, and the overall reinforcement.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와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연소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시멘트와 유사한 경화반응을 

유도하도록 개발된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약액주입재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시험과 시험시공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실내시험에서는 규산소다 및 실리카졸을 A액, 친환경 지반안정재(또는 OPC)를 B액으로 사용하여 시편을 제작하고,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공학적･환경적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노후저수지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현장에서의 투수시

험, 전기비저항탐사를 실시하여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실내시험 결과,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B액으로 사용한 약액주입재의 

호모겔 압축강도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교하여 약 2.88~3.23배 큰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부분의 중금속 용출량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교하여 적고, 어독성 시험에서의 생존율도 100%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내시험 결과를 토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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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OPC에 비해 강도적,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후 저수지에서의 시험시공 결과에서는 친환경 지반안정

재를 약액주입재의 B액으로 사용하여 보강한 경우, 저수지 내부에서의 투수계수는 1/50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그리고 전기비

저항 탐사결과 노후 저수지 내부의 전기비저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여 포화대는 사라졌으며, 전반적으로 보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eywords : Aging reservoir, Chemical grouting material,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Reinforcement effect analysis

1. 서 론

약액주입공법은 1802년 Charles Berigny가 세굴과 침

하로 인하여 손상된 Dieppe 항구의 수문을 보수하기 위해 

기초 아래의 공동부를 천연시멘트(pozzolana)와 점토를 

혼합하여 주입재로 사용한 것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다

양한 목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Kim et al., 

2010; Houlsby, 1990). 우리나라의 경우, 약액주입공법의 

주입재로는 높은 물/결합재비(W/B, Water/Binder)에서도 

겔(gel)의 형성이 용이한 알칼리성의 물유리계인 규산소다

(sodium silicate, Na2SiO3)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Jang et 

al., 2016). 그러나 규산소다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지하수에 의해 경화체로부터 알칼리성분의 용탈

과 이에 따른 강도저하 및 경화체의 유실이 발생하는 문제

점이 보고되고 있다(Chun and Yang, 2006). 이와 같은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산소다를 무기산(inorganic acid) 

또는 유기산(organic acid)과 반응시켜 알칼리성분이 중화

된 중성의 콜로이드(colloid)성 실리카용액인 실리카졸

(silica sol)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 Ordinary Portland 

Cement)와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사용하

고 있다(Lee et al., 2010).

그러나 실리카졸과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는 보통 포틀

랜드 시멘트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1,400°C의 고온에서 

석회석의 소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0.8∼0.9톤의 온

실가스가 배출되며, 우리나라에서만 시멘트 산업으로 인

해 연간 약 26,000천톤(2017년 기준)에 달하는 온실가스

를 배출하고 있는 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Andew, 2018, 

GIR, 2019). 또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서는 석회석의 채굴로 인한 자원고갈의 문제점이 사회적

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Lee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와 순

환유동층 보일러의 연소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시멘트와 

유사한 경화반응을 유도하도록 개발된 친환경 지반안정재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를 약액주입재(chemical grout-

ing material)로 사용하기 위해 실리카졸과 혼합한 후 실내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리카졸과 혼합하여 약액주

입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교

를 통해 지반안정재의 공학적･환경적 성능을 검토하였다. 

또한 실제 노후 저수지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의 전기비저항 탐사 및 투수시험 결과를 토대로 보강효과

를 분석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대체 가능성을 판단

하고자 하였다.

2. 사용재료

2.1 산업부산물이 주재료인 친환경 지반안정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친환경 지반안정재는 순환자원인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연소재(fly ash)와 고로슬래그 미분

말(blast furnace slag powder)을 혼합하여 고로슬래그의 

산화피막(oxidation film)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알칼리 

활성화 반응(alkali activated reaction)을 유도하여 칼슘 실

리케이트 수화물(C-S-H, Calcium Silicate Hydrate)와 에

트링자이트(ettringite)를 생성함으로써 시멘트와 유사한 

경화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재료이다(Seo et al., 2020). 

Fig. 1에는 산업부산물인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연소재와 

고로슬래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지반안정재의 경

화 메커니즘을 정리하여 나타내었고, Table 1에는 XRF 

(X-Ray Fluorescence) 분석을 통해 파악된 친환경 지반안

정재의 화학적 구성성분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2.2 규산소다

규산소다는 이산화규소(SiO2)가 알칼리 금속산화물(M2O, 

여기서 M은 Na, K, Li)이 결합된 알칼리 규산염(alkali 

silicate)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가성소다 또는 소다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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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ring mechanism of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Table 1. Chemical constituents of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Material
Chemical constituents

CaO SiO2 Al2O3 Fe2O3 MgO SO3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51.80 25.50 10.40 0.72 2.22 7.75

OPC 67.30 16.40 3.69 3.82 2.52 3.88

Table 2. Used sodium silicate in this study

Content Sodium silicate
Grade

1 2 3 4

Gravity specific (at 20°C) 1.300 over 1.690 over 1.590 over 1.380 over 1.260 over

Insolubility in water (%) 0.2 under 0.2 under 0.2 under 0.2 under 0.2 under

Na2O (%) 6.5∼7.5 17∼18 14∼15 9∼10 6∼7

SiO2 (%) 24.5∼27.5 36∼38 34∼36 28∼30 23∼25

Fe2O3 (%) 0.03 under 0.05 under 0.05 under 0.03 under 0.03 under

규사와 반응시켜 제조된다(Ryu and Lee, 2018a). 규산소

다는 알칼리 금속산화물의 종류, 몰비(mole ratio), 수분함

량에 따라 반응성, 흡습성, 접착성 등이 달라진다(Ryu and 

Lee, 2018b).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에서 비중, 물불용율, 산화나트륨(Na2O), 이산화규소(SiO2), 

산화철(Ⅲ)(Fe2O3)의 함량에 따라 품질을 구분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KS M 1415). 본 연구에서는 겔

타임(gel-time)의 조정이 용이하도록 나트륨이온(Na
+
) 및 

규소이온(Si
+
)의 수준이 조정되었으며, 몰비가 3.3∼4.4인 

3종 규산소다와 유사한 규산소다를 사용하였다. Table 2

에는 사용된 규산소다를 국내 기준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2.3 실리카졸

실리카졸은 음(-)전하를 띠는 이산화규소(SiO2) 미립

자가 수중에서 5∼100nm의 콜로이드 상태로 안정된 상태

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금속염의 첨가로 인해 

전기화학적 균형이 깨질 경우 입자들이 서로 얽히게 되어 

겔화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화학적 그라우팅 주입재

로 사용되고 있다(Cho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규산소

다와 충분한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경(D)이 40nm

로 구형이며, 입자의 분산성이 우수한 실리카졸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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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xing ratio of materials in this study

Liquid A Liquid B

Sodium silicate Silica sol Water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or OPC) Water

2.74×10
-4
 m

3
0.137×10

-4
 m

3
2.94×10

-4
 m

3
1.02×10

-8
 m

3
 (1.08×10

-8
 m

3
) 4.06×10

-4
 m

3

(a) Preparation of the mold (b) Making of liquid A and liquid B

(c) Mixing of liquid A and liquid B (d) Injecting homo-gel into the mold

(e) Surface arrangement (f) Curing at water

Fig. 2.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specimen using homo-gel

3. 실내시험을 통한 성능 검토

3.1 시편 제작

산업부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시멘트와 유사한 경

화반응을 유도하도록 개발된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약액주

입재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공학적･환경적 성능을 검토

하고자 실내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산소다와 실리카졸을 A액, 친환경 지반안정재 또는 보

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B액으로 사용하였고, 호모겔(homo- 

gel)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Table 3과 같은 배합비를 

적용하였다. 시편제작은 국내 시험기준(KS F 2405, 2010)

을 준용하여 50mm의 정육면체 형태로 Fig. 2와 같이 시편

을 제작하였고, 20±3°C의 온도에서 수중양생을 실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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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ressive strength of material

Material Curing time

(days)

Compressive strength (MPa)

Liquid A Liquid B 1 2 3 Mean

Sodium silicate 

& Silica sol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 Water

3 0.671 0.648 0.648 0.656

7 3.634 3.494 2.883 3.334

28 6.225 6.412 6.087 6.241

OPC

& Water

3 0.188 0.209 0.213 0.203

7 1.249 1.101 1.131 1.160

28 5.048 5.139 4.842 5.010

Table 5. Result of soil contamination test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No.2017-22)

Content

(mg/kg)

Material Domestic criteria

Liquid A Liquid B Liquid A Liquid B

Area 1 Area 2 Area 3Sodium silicate & 

Silica sol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Sodium silicate & 

Silica sol

OPC

& Water

Cd 0.25 1.12 4 10 60

Cu 3.1 27.4 150 500 2,000

As Not Dissolved Not Dissolved 25 50 200

Hg 0.03 Not Dissolved 4 10 20

Pb Not Dissolved 17.6 200 400 700

Cr
6+

Not Dissolved 3.5 5 15 40

Zn 6.2 277.8 300 600 2,000

Ni 48.2 24.1 100 200 500

F 299 1,076 400 400 800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3.2 호모겔 압축강도의 비교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사용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대체하는 경우, 변화하는 공학적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규

산소다와 실리카졸을 A액, 친환경 지반안정재 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B액으로 사용한 약액주입재에 대해 호

모겔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호모겔 압축강도는 3톤의 

하중까지 압축재하가 가능한 CBR(California Bearing Ratio)

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양생일별 호모겔 압축강

도를 Table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호모겔 압축강도에 대한 시험결과, 친환경 지반안정재

의 평균 압축강도는 양생 3일에서 0.656MPa, 양생 7일에

서 3.337MPa, 양생 28일에서 6.241MPa이며, 보통 포틀랜

드 시멘트와 비교하여 양생 3일에서는 3.23배, 양생 7일에

서는 2.88배, 양생 28일에서는 1.25배 큰 값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약액주입재로 사용하여 노후 저수지를 보강

할 경우, 약액주입재의 압축강도 증가에 따른 노후 저수지

의 내구성 증대가 예상되므로 공학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환경적 영향 평가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약액주입재의 재료로 사용하여 

노후 저수지를 보강하는 경우, 주변 지반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MOE, 2017)과 

송사리(asiatic ricefish)를 사용한 어독성시험(OECD, 2019)

을 실시하였고, 시험결과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교

하여 Table 5∼6에 나타내었다.

토양오염공정시험 결과, 친환경 지반안정재의 경우, 니

켈(Ni)을 제외하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 중금속 

용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환경기준에서 가장 중

금속용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1지역(학교용지, 어

린이놀이시설 등)에 적용이 가능하여 환경친화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어독성시험 결과에서도 96시간이 경과

된 상태에서 생존율 100%를 나타내어, 생존율 70%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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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fish, acute toxicity test (OECD guideline for the testing of chemicals, test No.203)

Material
Content

Time (hour)

Liquid A Liquid B 0 3 24 48 72 96

Sodium silicate 

& Silica sol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 Water

Number of asiatic ricefish (EA) 0 0 0 0 0 0

survival rate (%) 100 100 100 100 100 100

OPC

& Water

Number of asiatic ricefish (EA) 0 0 0 0 1 3

survival rate (%) 100 100 100 100 90 70

(a) Location of aging reservoir (b) Panorama view

Fig. 3. Location and panorama view of aging reservoir

Table 7. Specification of aging reservoir

Year of

construction

Basin area

(m
2
)

Total capacity

(1×10
3
 m

3
)

Useful capacity

(1×10
3
 m

3
)

Length

(m)

Height

(m)

Coef. of permeability

(10
-5
 m/sec)

1945 Before 620,000 4.70 4.49 72.0 6.4 1.71∼27.97

타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다 환경적으로 안정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4. 노후 저수지에서의 보강효과 분석

4.1 현장의 위치 및 개요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약액주입재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보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제 노후 저수지에 적용

하는 시험시공을 수행하였다. 시험시공이 이루어진 저수

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노후 저수지로 

Fig. 3에 저수지의 위치와 전경을 나타내었고, Table 7에

는 저수지의 제원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저수지를 구성하고 있는 흙의 종류와 현재 상태를 판단

하기 위해 지반조사(ground investigation) 및 표준관입시

험(SPT, Standard Penetration Test)를 실시하였으며, 지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해당 저수지의 

경우, 대부분 점토질 모래(clayey sand)와 점토와 모래가 

혼합된 흙(sand-clay mixtur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

분의 심도에서 N치가 4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어 매우 연

약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반조사 결과, 저

수지 비탈면의 일부 구간에서는 현재 누수가 발생하고 있

어 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약액주입공법을 사용한 노후 저수지의 보강

노후화로 인해 비탈면의 일부 구간에서 누수가 발생하

고 있는 저수지를 보강하기 위해 약액주입공법을 적용하

여 Fig. 5와 같이 저수지를 보강하였고, Table 8에는 노후 

저수지의 보강방법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사용된 약액

주입재는 규산소다와 실리카졸을 A액, 친환경 지반안정재

를 B액으로 사용하였고, 겔타임은 83∼92초로 국내 기준

(MOLIT, 2016)인 60∼120초 이내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약액주입공법에서 중심간 간격(C.T.C,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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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cation of ground investigation (b) Result of ground investigation 

Fig. 4. Location and result of ground investigation

(a) Boring (b) Installation of manjet tube

(c) Placement of mixing plant (d) Mixing

(e) Injection (f) Finish

Fig. 5. Reinforcement process in aging reservoir

To Center)은 1.5∼3.0m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현장

의 상황에 맞게 2.0m로 적용하였고, 누수를 예방하기 위

해 2열로 적용하였다(KARICO, 2001). 또한, 현장에서는 

플랜트를 설치하여 약액의 주입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

며 보강이 진행되었다. Fig. 5에는 약액주입공법을 적용하

여 실제 노후 저수지의 보강한 과정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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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 of field permeability test

Depth (m)
Coefficient of permeability (k, 10

-5
m/sec)

None reinforcement After reinforcement

1.0∼4.0 27.97 6.33

4.0∼7.0  1.71 0.05

Table 8. Reinforcement method of aging reservoir

Reinforcement

method

Material C.T.C

(m)

Diameter

(m)

Row of

holeLiquid A Liquid B

LW method
Sodium silicate

and Silica sol mixture

Environmental

soil stabilizer
2 2 2

(a) Before reinforcement

(b) After reinforcement

Fig. 6. Result of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4.3 친환경 지반안정재의 보강효과 분석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약액주입재의 B액으로 사용하여 

노후 저수지를 보강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강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시험시공이 이루어진 노후 저수지에서 전기비

저항탐사와 현장투수시험을 실시하였다. 현장 투수시험은 

물을 주입한 후 수두의 변화를 측정하여 투수계수(k)를 측

정하는 주입법(falling head method)을 사용하였고, Table 9

에는 현장투수시험을 통해 측정된 투수계수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전기비저항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

화대는 수위의 변화에 따른 침윤선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Lee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수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탐침을 2m 

간격으로 설치한 후 전기비저항(Ω)을 측정하였고, Fig. 6

에는 전기비저항탐사 결과를 나타내었다.

현장투수시험 결과, 보강 이전의 투수계수(k)는 1.71∼

27.97×10
-5

m/sec로 비교적 큰 투수계수를 나타내었으나, 

보강 이후에는 0.05∼6.33×10
-5

m/sec를 나타내었고, 최대 

1/50의 수준까지 감소하여 충분한 차수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비저항탐사 결과, 보강 이전인 

Fig. 6(a)에서는 저수지 상부로부터 약 3m의 깊이까지 포

화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심도 5m부터 포화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약액주입재의 B액으로 사용하여 보강한 직후(Fig. 6(b))에

서는 포화대의 분포구간이 보강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

고, 시간이 경과함(Fig. 6(c)∼6(d))에 따라 전기비저항이 

증가하여 포화대는 사라지고, 노후 저수지의 전반적인 보

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기비저항의 변화

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 보강이 이루어진 지점(BH-1)

과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강지역으로부터 4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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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fter 1 month

(d) After 3 month

Fig. 6. Result of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continued)

(a) Area of reinforcement (BH-1) (b) Area of none reinforcement (BH-2)

Fig. 7. Comparison of electrical resistivity

이격된 지점(BH-2)에 대해 심도별 전기비저항의 변화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a)는 보강 이전에는 심도별로 다른 전기비저항을 

나타내었으나, 지반안정재를 약액주입재의 B액으로 사용

하여 보강한 이후에는 감소하여 28.9∼89.8 Ω･m의 분포

를 보인 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일반

적으로 그라우팅 재료가 28일 이후에 나타내는 전기비저

항 범위인 90∼120 Ω･m 이내의 값을 나타내어 전체적으

로 균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ural 

Research Institute, 2003). Fig. 7(b)는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강지역으로부터 4m가 이격된 지점에서의 심

도별 전기비저항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해당 지역의 

경우, 직접적인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보강된 지역

에서와 같이 전기비저항의 변화가 보강 이후에 감소한 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보강

으로 인하여 주변 지반에서의 전기비저항이 증가함에 따

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산업부산물이 주재료인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약액주입재로 사용하여 지반을 보강하는 경

우 충분한 보강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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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다양한 현장에서의 적용 및 보강효과의 분석이 이

루어진다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회적･환

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와 순환유동층 

보일러의 연소재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시멘트와 유사한 

경화반응을 유도하도록 개발된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약액

주입재로 사용하기 위해 실리카졸과 혼합한 후 실내시험

을 실시하여 공학적･환경적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노후 저수지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현장에서의 전

기비저항 탐사 및 투수시험 결과를 토대로 보강효과를 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규산소다와 실리카졸을 A액,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B

액으로 사용한 약액주입재에 대해 호모겔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압축강도는 양생 3일에서 0.656 

MPa, 양생 7일에서 3.337 MPa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

트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약 2.88∼3.23배 큰 압

축강도를 나타내어 강도적 측면에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규산소다와 실리카졸을 A액,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B

액으로 사용한 약액주입재에 대해 토양오염공정시험

과 어독성시험을 실시하여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

를 실시한 결과,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약액주입재의 

B액으로 사용한 경우 중금속 용출은 국내 기준치 이

하이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대비 매우 적은 중금속 

용출이 발생하였고, 어독성시험에서도 생존율 100%

를 나타내어 노후 저수지의 보강시 주변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규산소다와 실리카졸을 A액,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B

액으로 사용한 약액주입재를 사용하여 노후 저수지를 

보강한 결과, 저수지 내부에서의 투수계수는 최대 

1/50 수준까지 감소하였고, 전기비저항 탐사결과에서

도 저수지 내부의 포화대에서의 전기비저항이 사라져 

차수측면에서 충분한 보강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4) 약액주입재를 사용하여 노후저수지를 보강하는 경우, 

지층, 흙의 종류, 지하수의 변화 등 다양한 지반조건에 

따라 보강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양한 현장에서 

추가적인 시험시공 및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약액주입

재로써 친환경 지반안정재를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현재 약액주입재로 사용되고 있는 보통 포틀랜

드 시멘트의 대체하여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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